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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흠집판금도장해야하나요?

A)경미한 흡집이라면 정품 터치업 페

인트나 스프레이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셔

도됩니다 단 사고부위가넓거나특히차

체가 틀어진 경우에는 바로 정식 허가된

정비업체에입고하셔야합니다

전문가의견) 정품터치업페인트는자

체 경화제 성분 등이 섞여 있어 잔기스나

차체 긁힘 등에는 일단 사용하고 운행하

더라도 차량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흠집 부위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잘 말린

다음 여러 번 덧칠하고 연마해서 사용하

시면 됩니다 그러나 벗겨진 부위가 넓거

나 차량 변형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정

비업체로 가서 판금 도장을 받아야 합니

다 기아차광주서비스센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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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흠집 스프레이 덧칠로도 판금 도장 효과

지난해 광주지역

중고차시장은포터12

봉고3 트럭 등 생계형 소

형 화물차가 강세를 보인 것

으로나타났다

19일 중고차 전문사이트사랑방

카에따르면지난해광주지역중고차

판매현황을분석한결과 포터2가 가장

많이팔린차종으로조사됐다

포터2는 2855대가팔려다른차량을제치

고광주중고차판매순위 1위를차지했다 특

히포터2는매년판매량이증가하면서 2011년

부터 1위 자리를 줄곧 지켜오고 있다 판매량

2위를 기록한 차 역시 생계형 화물차였다 지

난해 1465대가 팔린 봉고3는 2013년에 이

어또다시판매량2위를고수했다

생계형 화물차가 중고차 판매량 12

위를 차지한 것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

민들이 저렴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꾸준히 사랑받았기 때문으

로분석된다

승용차 부문에서는 쏘나타 시리즈

가 꾸준한 강세를 보였다 YF쏘나타는 1440

대가팔려승용차가운데가장높은판매량을

기록했다 이어그랜저HG가 2위(1300대) 아

반떼MD가 3위(1226대)에 각각 랭크되는 등

승용차 판매순위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현대

차의 쏘나타아반떼그랜저가 차지했다 특

히그랜저HG는전년판매량(414대) 대비 3배

가 넘는 판매량(1300대)을 기록하면서 눈길

을끌었다 이는옛모델과새모델간 세대교

체 현상으로 준대형 세단 그랜저TG에서

HG로 급격한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

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 중고차 시장

생계형 화물차 강세

국산차 대표 브랜드로 군림

하던 그랜저와 쏘나타의 아성이

흔들리는 대신 코란도C 스파크가 득

세하는 등 국산차 브랜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브랜드가치평가회사인브랜드스탁에따

르면 자동차 부문 BSTI 조사(지난 12일 기준)에서

현대자동차의그랜저와쏘나타는아직국산차부문 1

2위를유지하고있긴하지만매년하락세를보이는반면

코란도C 스파크는상승세를타고있다

브랜드스탁의 브랜드가치 평가지수인 BSTI는 국내에서 유

통되는 200여개 품목의 900여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브랜드스탁

증권거래소의 모의주식 거래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주가지수(70%)

와 소비자조사지수(30%)를 결합한 브랜드가치 평가모델이다 만점은

1000점이다

2011년 BSTI 8827점으로국산차 1위로올라선그랜저는이듬해 8927

점을정점으로 2013년엔 8642점으로떨어졌고 2014년 8702점으로소폭

반등했으나올해현재는 8633점으로다시하향추세로접어들었다 그랜

저에 1위를 내주기까지 부동의 선두를 달리던 쏘나타는 2006년 9103점

에서 지난해 8539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뒤 현재는 8502점에 머물고

있다

준중형차 대표 브랜드인 현대차 아반떼도 2012년 8484점에서 2013년

8142점 2014년 7935점올해 7862점으로하향곡선을그리며국산차브

랜드 부문 중하위권으로 처졌다 반면 쌍용차의 대표 브랜드인 코란도C

는올해 8334점을얻으며그랜저 쏘나타에이어국산차 3위브랜드로이

름을 올렸다 쌍용차가 13일 출시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티볼리와상승효과를일으키며코란도C의브랜드

가치는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어향후선두권과격차가

더좁혀질것으로브랜드스탁은관측했다

코란도C에 이어한국GM의스파크(8209점) 기아차의 모

닝(8034점)이 나란히 4 5위에 올라 최근의 경차 강세를 반

영했다

브랜드스탁은 지난해 SUV 열풍이 불면서 SUV의 브

랜드가치가상승하고 경차의브랜드가치가올라가는등

중대형 위주이던 국산차 브랜드 판도가 SUV와 소형차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수입차 부문에서는 BMW가 8918점으로

독보적 1위를 차지했다 폴크스바겐(8311점) 메르세데

스벤츠(8169점) 아우디(8102점) 등이 뒤를 이어 독일

브랜드가빅4를휩쓸었다일본브랜드인렉서스(8006점)

는 5위로체면치레를했다 브랜드스탁은 수입차판매량

이 2010년 이래 5년간평균 25%가량급상승하고있는가

운데특히 SUV를비롯한소형차부문이인기를끌고있

다며 향후국산차와의시장 경쟁이더욱치열해질 것

이라고전망했다

한편 지난해국내자동차시장점유율을따지면현대

기아차(693%) 한국GM(93%) 르노삼성차(48%) 쌍용

차(42%) BMW(24%)메르세데스벤츠(21%) 폴크스

바겐(19%) 아우디(17%) 순으로나타났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지난해 레저용차량(RV) 판매량이 40만대

를넘어서며 6년만에 2배가량성장한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자동차업계에따르면지난해RV판매

량은 40만7880대로 집계됐다 RV는 2008년

20만8000여대가 판매된 바 있어 6년 만에 판

매량이두배가량급증한셈이다

RV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미니

밴을의미하며 생활방식변화와레저열풍에

힘입어최근눈에띄게인기가높아지고있다

지난해 RV 판매량 가운데 SUV는 전년보다

151% 늘어난 33만3377대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대를돌파했다 미니밴역시전년보다 12

9% 증가한 7만4503대가 판매되며 높은 성장

세를보였다

업체별로는 기아차가 신형 카니발 신형 쏘

렌토의신차효과에힘입어 14만2169대의 RV

를 판매해 선두를 차지했고 현대차(13만2801

대) 쌍용차(6만6339대) 한국GM(3만9433대)

르노삼성차(2만7138대)가뒤를이었다

차종별로보면싼타페(7만7689대)가가장많

이팔린가운데스포티지R(4만7729대)투싼ix

(4만1755대) 카니발(4만1643대) 순이었다

대부분의 차량이 출시 첫해를 기점으로 판

매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08년 출시된 기아

차의 모하비(1만581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판매량 1만대를돌파해눈길을끌었다

2002년 7인승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과 신

차 효과 등으로 52만784대가 팔려 정점을 찍

은 RV 판매량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08년

20만대까지줄어들었으나 2011년 한국GM의

올란도 2012년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 2013

년쌍용차의코란도투리스모 2014년신형카

니발등매년다양한신차가쏟아지며성장세

를이어가고 있다

최근 쌍용차가 소형 SUV 티볼리를 내놓

은 데 이어 현대차는 상반기에 6년 만

에전면변경모델인신형투싼을

선보이고 하반기에는 기아

차가신형스포티지를

출시한다

연합뉴스

레저용 車 폭풍성장 작년 41만대 판매6년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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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코란도C

지난해 포터2봉고 판매 12위승용차는 쏘나타


